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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electron-beam irradiation on the water quality
of the white water generated in paper mills. Four samples of white water were collected
from a fine paper mill and from a specialty paper mill. Changes in the water quality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electron-beam irradiation. Two samples of white
water were obtained from the fine paper mill’s disc-filtration system. When the electron-beam dose was increased from 3 to 9 kGy, the pH of these samples decreased
slightly, but no significant changes in electrical conductivity or turbidity were observed.
However, the total dissolved solids (TDS) and chemical oxygen demand (COD) decreased.
The differences in the water-quality trends were not large among the white-water samples. White water from the special paper mill was collected before it entered the
ozone-oxidation tank and after it exited from the tank, and the properties of the samples
were examined after electron-beam irradiation (10 kGy). The p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urbidity exhibited the same tendencies as for the white water obtained from the fine
paper mill, and the TDS and COD also decreased. In particular, when the intensity of
electron-beam irradiation of the ozonated white water was increased, the TDS, COD, and
chromaticity improved significantly. We conclude that electron-beam irradiation reduces
the COD and chromaticity of white water.

Keywords: Electron beam irradiation, white water, water quality, fine paper, specialt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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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재료 및 방법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용수 다소비 산업에 대
1,2)

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인쇄용지 생산업체인 M사와 특수지 생

국내 제지산업은 대표

산업체인 S사에서 백수를 채취하였다. 인쇄용지 생산공

적인 용수 다소비 산업이기 때문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에서는 백수 순환시스템에서 2종류의 백수를 수집하였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수의 사용량을 낮추고 백수

고 특수지 생산공정에서는 폐수처리시스템에서 2종류의

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폐

재활용 백수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수방류량과 수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
문에 국내 제지산업에서는 백수의 폐쇄화(closure) 및 청
3)

정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지공

2.2 실험방법
2.2.1 전자선 조사 방법

정에서 발생하는 백수는 각 공정별, 지종별 등에 따라 상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가속기(ELV-8-type 2.5 MeV

이한 수질을 가지고 있어 모든 백수의 수질을 일반화하

Electron Beam Accelerator, EB Tech. Co., Korea)를

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백수별로 적합한 관리가 요구

이용하여 백수에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제지공정별로 채

된다. 최근 제지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수 혹은 폐수

취한 백수를 실험용 비커에 담은 후 전자빔 가속기로 전자

처리법으로는 순산소법, 농축연소법, 응집침전(부상)법,

선을 조사하였다. 이때 전자선 조사량은 백수의 종류에 따

4)

활성오니법, 고도처리법 등이 있다. 각 처리법은 제거 대

라 달리하였고 인쇄용지 공정 백수의 경우 3-9 kGy, 특

상물질, 목표로 하는 수질 항목, 처리 방법의 조합, 처리

수지 공정 백수의 경우 10 kGy로 고정하였다.

적정 농도, 처리수의 용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백수
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4)

2.2.2 전자선 조사에 따른 인쇄용지 백수의 수질 평가

전자선(electron beam)은 진공상태에서 고전압을 이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백수의 수질변화를 평가하기 위

용하여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전자의 흐름이라

해 인쇄용지 생산공정의 백수 여과시스템에서 clear 백

할 수 있는데 전자선은 강한 투과성과 분해력을 가지고

수와 super-clear 백수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백수에 추

있어 물체 내부의 분자 간 결합을 파괴할 수 있고 중합을

가적인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전처리 없이 전자빔 가

유도할 수 있다.5,6)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선은 식

속기에서 전자선 3, 6, 9 kGy를 조사한 후 백수의 수질

품의 멸균처리, 상처 제거 등의 의료용, 독성물질 제거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수질 항목과 측정방

7,8)

등의 공업용, 유전공학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법은 Table 1에 도시하였다.

또한 전자선을 오·폐수에 조사하면 물 분자(H2O)가 다양
한 형태의 라디컬(radical)로 전환되는데, 이 라디컬이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살균할 수 있기 때문에 매
립지 침출수, 염색폐수 등에 적용하여 수질 변화를 분석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9-11) 그러나 제지공정에서 발생
하는 백수는 이들 오·폐수와는 특성이 다르고 백수에 대
한 전자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
서 제지공정에서 전자선 조사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해 전자선 조사에 따른 백수의 수질 변화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용지와 특수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
는 백수를 수집하고 전자선을 조사한 후 수질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수의 수질 개선
방안으로 전자선 조사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Table 1. Water quality measurement of process
water irradiated by electron beam
Items

Instrument or Method

pH

pH meter (FiveEasy Plus 20, Mettler
TOLEDO, USA)

Conductivity

Conductivity meter (HI8733, HANNA
instruments, USA)

Total dissolved
TAPPI Test Method (T656 cm-83)
solid (TDS)
Chemical
oxygen demand

-C
 OD reactor (HI 839800, HANNA
instruments, USA)
- COD detector (DR890, HACH, USA)

Turbidity

Turbidity meter (DR890, HACH,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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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자선 조사에 따른 특수지 폐수의 수질 평가

선 10 kGy를 조사한 후 Table 1과 같은 항목 및 측정법

전자선 조사에 따른 특수지 백수의 수질변화를 파악하

으로 백수의 수질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선 효과

기 위해 폐수처리공정에서 백수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뿐만 아니라 전자선과 오존산화처리의 병행처리에 따른

대상으로 한 특수지의 폐수처리공정은 1차, 2차, 3차 처

수질 개선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리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처리공정은 약품 응집
후 침전을 통해 고형분 함량을 낮추고, 2차 처리공정은
폭기조와 침전조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차

3. 결과 및 고찰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차 처리공
정으로 오존(O3)산화처리와 활성탄흡착을 적용하여 운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1 전자선 조사에 따른 인쇄용지 백수의 수질
평가

전자선 조사와 같이 고급산화공정인 오존산화처리조를

백수 순환시스템에서 채취한 두 종류의 백수에 전자선을

중심으로 전후의 재활용 백수를 채취하였다. 이후 전자

조사한 후 측정된 수질 항목을 Figs. 1-3에 도시하였다.

Fig. 1.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pH (left) and conductivity (right) of white water collected from fine paper mill.

Fig. 2.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DS (left) and COD (right) of white water collected
from fine paper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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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질을 완전히 깨어서 CO2와 H2O로 분해시키기 때문
에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두 백수의 TDS와
COD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되고9,10) 정확한 기작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백수의 구성성분 및 화학적 분
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전자선으로 백수를 조사함에 따라 pH는 다소 감소하
고 전기전도도나 탁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TDS와
COD는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고형분 함량이 낮을수록 그
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13)

3.2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특수지 폐수의 수질
평가
Fig. 3.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urbidity of white water collected from
fine paper mill.

특수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수에 대한 전자선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선 10 kGy를 조사한 후 수질 변
화를 분석하였다. Fig. 4에서는 전자선과 오존산화처리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초기의 백수는 종류에 관계없이

에 따른 백수의 pH와 전기전도도를 도시하였다. 전자선

pH 8.31-8.37 범위의 약알칼리성을 나타냈으나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백수의 pH는 7.26이었고 오존산화조

을 3-9 kGy로 조사하였을 때 clear 백수는 pH 7.31,

이후에 채취한 백수의 pH도 7.38 수준으로 중성을 나타

super-clear 백수는 pH 7.34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자

냈다. 이들 두 백수에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pH는 각

선을 조사함에 따라 물의 방사분해로 인해 생성되는 라디

각 7.15와 7.02로 감소하였다. 또한 오존산화처리와 전

12)

칼 중 하나인 수소이온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자선 조사 여부에 관계없이 백수의 전기전도도는 거의

두 백수의 초기 전기전도도는 1,116-1,230 μS/cm 수준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쇄용지 백

을 나타냈고 전자선 조사에 따라 전기전도도의 변화는

수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총 용존 고형물 함량을 나타내는

전자선과 오존산화처리에 따른 백수의 TDS와 COD 결과

total dissolved solids (TDS)는 전자선을 미처리한 두 백

를 나타냈는데 오존산화처리 이전 백수에 전자선을 조사

수 중 super-clear 백수가 다소 낮은 수치인 1,528 mg/L를

하였을 때 TDS가 1,370 mg/L에서 1,200 mg/L로 감소

나타냈으나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super-

하였고 오존산화처리된 백수에 전자선을 조사했을 때

clear 백수의 TDS은 1,464 mg/L로 약 4.2%가 감소하

1,280 mg/L에서 1,190 mg/L로 감소하였다. 또한 COD

였고 clear 백수의 경우에도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의 경우에도 오존산화처리 이전 백수에 전자선을 조사하

따라 TDS가 약 1.3% 감소하였다. 또한 화학적 산소요구

였을 때 107.3 mg/L에서 99.7 mg/L로 감소하였고 오존

량인 chemical oxygen demand (COD)의 경우에도

산화처리된 백수에 전자선을 조사했을 때 103.7 mg/L에

super-clear 백수가 약 11.8%, clear 백수가 약 3.4% 감

서 80.7 mg/L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선과

소하여, 백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

오존산화처리 후 TDS는 1,370 mg/L에서 1,190 mg/L,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고형분 함량

COD는 107.3 mg/L에서 80.7 mg/L로 각각 13.1%,

이 상대적으로 낮은 super-clear의 TDS와 COD의 감소

24.8%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자선 단독으로 조사하였을

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초기 백수의 탁도는 clear 백수

때도 TDS와 COD는 개선되었지만 오존산화처리 이후 전

가 super-clear 백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자선 조

자선을 조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TDS와 COD 개선 효

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폭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작게 나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에서는 백

타났다.

수의 탁도 결과를 도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백수의 탁도

백수에 전자선을 조사하면 수중에 각종 반응성 라디컬

는 낮게 나타났으나 전자선이 조사됨에 따라 탁도가 감

을 생성시켜서 유기물질 내 독성치환기를 제거하거나 유

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선과 오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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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and ozone treatment on pH (left) and conductivity (right)
of white water collected from specialty paper mill.

Fig. 5.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DS (left) and COD (right) of white water collected
from specialty paper mill.
화처리에 따른 백수의 색도를 육안을 관찰하고 그 사진
을 Fig. 7에 나타냈는데 오존산화처리 이전 백수에 전자
선을 조사하였을 때 백수의 색도가 개선되었고 오존산화
처리 이후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색도가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수의 수질 개
선 방안으로 고급산화공정인 전자선 조사기술의 활용 가

Fig. 6.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urbidity of white water collected from
specialty paper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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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인쇄용지와 특수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수를 채취하여 전자선 조사에
따른 주요 수질항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지영, 조해민, 김수호, 이연희, 김철환

Fig. 7.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appearance of white water collected before (a) and after (b) ozone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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